
노르웨이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

목재합법성 인증서류

노르웨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목재이용법률 

제19조의3제2항

수입되는 목재·목재제품의

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

제

1

호

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

발급된 벌채허가서
-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-

제

2

호

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

목재제품을 인증하기 

위하여 국제적으로 통

용되는 것으로서 산림

청장이 정하여 고시하

는 서류

가

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

Certification, Chain of Custody, 

Controlled Wood Certification
- FSC, PEFC 인증서

  (벌채량의 96%가 PEFC 인증을 받았고, 40%는 FSC 인증을 받

았습니다.)
나

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

Management Certification, Chain of 

Custody Certification

다

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

것으로서 [별표]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

라 발급된 인증서류

- PEFC Norway 인증서

라

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

제 인증체계(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

자 인증을 포함한다)에 따라 발급된 것으

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

인할 수 있는 서류

-

제

3

호

우리나라와 원산국 양

자 협의에 따라 상호 

인정하는 것으로서 산

림청장이 정하여 고시

하는 서류

-

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

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

발급된 인증서류

-



제

4

호

그 밖에 합법벌채되었

음을 증명하는 것으로

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

고시하는 서류

가

유럽연합(Europeon Union)이 운영하는 

「산림법집행,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

발적동반자협약」 (Forest Law 

Enforcement, Governance and 

Trade-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, 

FLEGT-VPA)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

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

-

나

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

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

있는 수출허가서 

-

다

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

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

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

장(서명)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

명세서 등의 확인서류

-

라

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

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

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

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

-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, 서명한 서류

   (EUTR은 국내생산 목재와 수입목재 모두에 적용됩니다.)
별지 제1호 서식

마

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

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

할 수 있는 서류
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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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르웨이 가이드라인

 일반사항

노르웨이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.

국제협정에 따른 노르웨이의 의무는 노르웨이 법에 포함됩니다(즉, 유럽 산림정

책협력 프레임워크에서 협상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기준). 

· 노르웨이의 산림은 소유권에 따라 어떻게 구분(국유림, 사유림, 천연림 등)됩

니까? 또한, 각 소유권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?

노르웨이의 산림면적: 1220만 ㏊

노르웨이 산림의 비율: 공유 13.6%

                      사유 86.4%(127.544 산림소유지)

· 노르웨이의 산림은 어떤 형태(보호림, 생산림 등)로 구분됩니까?

보호림: 4.6%

생산림: 93.4%

· 노르웨이의 산림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? 불법벌채 및 관련 교역제한

제도의 업무 담당부서는 어디이며, 연락처는 무엇입니까?

농림식품부(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)

이메일: postmottak@lmd.dep.no

전화: +47 22 24 90 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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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 및 공안부(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 Security)

이메일: postmottak@jd.dep.no

전화: +47 22 24 90 90

 벌채 허가 관련 사항

· 노르웨이 내에서 벌채를 승인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? 있다면 구체적

인 조항은 무엇입니까? 

* 벌채 금지 지역 및 보호 수종 포함

산림법(Forestry act). 제8, 11, 12, 13, 20, 22조. 

· 노르웨이 내에서 산림의 소유권 및 형태별 벌채를 하기 위한 절차와 요구사

항은 무엇입니까?

산림 소유주는 벌채 전에 EU 목재규정(EUTR)에 따라 벌채지역의 위험평가를 실

시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.

· 노르웨이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

있습니까? 

   -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? 

벌채 전에, 항상 산림 내 환경가치 자원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.  

노르웨이 산림 소유주들은 소유산림에서 벌채된 종과 양을 농업국(Agency of 

Agriculture)의 데이터 등록부에 보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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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TR에 따라, 불법벌채 목재와 이러한 목재에서 파생된 제품을 EU 시장에 출

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. 이 규정은 처음으로 EU 시장에 출시되는 목재 및 목재

제품에 적용됩니다. 시장에 출시되는 국내 벌채목재와 수입 목재제품에 규정이 

적용됩니다. 수입목재의 경우, 운영자가 목재시장이 벌채국가의 규정을 준수하는

지 증명해야 합니다.  

   - 발행 문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?

각 산림소유지에는 공공당국 시스템의 고유 식별번호가 있습니다. 제재소와 산

림회사들은 벌채장소에 관한 문서로 각각의 납품을 기록하고 추적합니다. 

수입목재의 경우, 목재 및 목재제품의 준거법 준수를 나타내는 서류나 기타 정

보가 있습니다. 서류가 다양하기 때문에, 진위여부 확인과 관련한 검토를 거쳐야 

합니다. 

   - 담당 부처 또는 기관은 어디이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? 연락처 정보를 기

재해 주십시오.

농림식품부(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)

이메일: postmottak@lmd.dep.no

수입목재: 기후환경부(Ministry of Climate and Environment)

          이메일: postmottak@kld.dep.n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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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제 통용 인증 관련 사항

· 노르웨이에서는 FSC, PEF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

합법성 증명을 위한 인증제도(FM 또는 CoC)를 활용하고 있습니까? 

우리는 PEFC와 FSC 인증제도를 적용합니다. 

수입목재 및 목재제품의 경우, 제3자 검증이 위험완화조치로 처리됩니다. EUTR 

제6조 및 지침문서 제6장 참고. 

   - 인증기관은 어디입니까?

인증기관: Veritas, Intertek, SCS 글로벌서비스 및 토양협회인증(SCS Global 

Service and Soil Association Certification Ltd)

수입목재 및 목재제품: NEPCoN

   - 인증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?   

벌채량의 96%가 PEFC 인증을 받았고, 일부(40%)는 FSC 인증을 받았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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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사항

· 노르웨이에서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자체적인 국가인

증제도 또는 민간 인증제도가 있습니까? 

국가 PEFC 산림표준.

   -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?

국가 PEFC 산림표준이 인증제도의 일환으로 관리됩니다. 

   - 인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문서는 무엇입니까?  

인증기관이 인증사항을 확인합니다. 

   - 인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?

인증기관이 확인합니다. 

   - 인증제도별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?

노르웨이의 거의 모든 산림 면적이 PEFC의 인증을 받았고, 약 40%는 FSC의 인

증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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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

· 상기의 사항을 제외하고 노르웨이의 고유한 특성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

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또는 시스템이 있습니까? 

우리는 농림부와 노르웨이 농업당국에 산림기관과 지구 산림공무원이 있는 지역 

및 현지 산림당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

"Norsk Virkesmåling"가 관리하는 노르웨이 목재의 등록 및 측정을 위한 시스템

이 수립되어 있습니다. 이 시스템은 노르웨이에서 생산된 목재에 대한 실사 및 

벌채 합법성 요건을 준수합니다. 가치사슬의 모든 당사자는 이 시스템들을 사용

해야 합니다. http://www.m3n.no/

산림 소유주는 국가 산림법을 준수하고 EUTR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. 양, 

분류, 종, 매입자 및 위험평가 관련 서류는 최소한 5년 이상 관리되어야 합니다. 

https://www.landbruksdirektoratet.no/no/eiendom-og-skog/miljohensyn-i-skog/tomm

erforordningen#skogeier-som-ansvarlig

   -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어떤 운영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?

노르웨이 농업당국(Norwegian Agricultural Authority)이 산림관리 주무관청입니

다. 노르웨이 환경청(Norwegian Environment Agency)은 보호림 토지관련 주무관

청입니다. 

   -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? 

산림공무원이 법률과 관련하여 수확이 합법적인지 확인하고, 규제를 실시합니다. 

PEFC 및 FSC 인증제도에는 자체적인 규제 메커니즘이 있고, 인증된 목재는 이 

메커니즘에 따라 규제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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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- 제도 또는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?

노르웨이의 모든 산림 면적이 벌채와 관련한 시스템의 적용을 받습니다. 

   - 노르웨이의 합법성 증명 제도 또는 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국가가 있습니까?

많은 다른 유럽국가들이 유사한 공공산림당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

노르웨이와 같은 EU 회원국 및 EEA 국가들은 EU 목재규정(EUTR)을 적용합니

다. 

 기타

· 노르웨이 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원목과 합법적으로 수입된 목재 및 목재

제품의 가공 및 수출을 위한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?

네. 

   -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?

EU 목재규정(EUTR). 

http://ec.europa.eu/environment/forests/timber_regulation.htm 

   -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는 무엇입니까?

노르웨이 농업당국이 노르웨이 목재 및 목재제품의 주무관청이며, 목재벌채의 

합법성을 확인합니다. 수출업체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출 시 벌채의 합법성을 

검증해야 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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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-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 증명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

엇입니까? 

상기 언급한 시스템을 통해. 

   - Flitches, 집성재, 적층마루판, 합판, 가구 등 수입된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

를 혼합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의 함량 및 

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?

수입 원자재의 합법성은 국경에서 확인합니다. EUTR은 국내생산 목재와 수입목

재 모두에 적용됩니다. 

국내 원자재의 합법성은 인증 및 추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. 

· 노르웨이의 수출입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, 공급망 이력 추적, 합법

성 식별 등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 또는 

비정부단체가 있습니까? 

상기 언급한 대로, "Norsk Virkesmåling"가 관리하는 노르웨이 목재의 등록 및 

측정을 위한 시스템이 수립되어 있습니다. 이 시스템은 노르웨이에서 생산된 목

재에 대한 실사 및 벌채 합법성 요건을 준수합니다. 가치사슬의 모든 당사자는 

이 시스템들을 사용해야 합니다. http://www.m3n.no/ 

 붙임

·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와 상기 질문에 해당되는 문서의 

샘플(벌채허가서, 수출허가서, 인증서 등)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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